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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이민이민이민이민 지원지원지원지원 사기에서사기에서사기에서사기에서 뉴욕뉴욕뉴욕뉴욕 주민을주민을주민을주민을 보호하기보호하기보호하기보호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더더더더 강한강한강한강한 법률의법률의법률의법률의 이행을이행을이행을이행을 발표발표발표발표 

 

국내국내국내국내 최초의최초의최초의최초의 주주주주 이민이민이민이민 통합통합통합통합 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미국이민자를미국이민자를미국이민자를미국이민자를 위한위한위한위한 뉴욕뉴욕뉴욕뉴욕 주주주주 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New York State Office 

for New Americans)에에에에 법률법률법률법률 부여부여부여부여 기관기관기관기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이민 관련 도움을 찾는 뉴욕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에게 중죄 및 경범죄 요금이 부과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특히 사기 및 

착취로부터 이민자를 보호할 법이 없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이민자들은 지금 지원뿐만 

아니라 강력한 소비자 공개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위한 추가 요구 사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뉴욕 주는 밝은 미래를 찾기 위해 여기에 오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법은 이민 지원 사기에서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고, 주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의 기회를 뺏는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게 

합니다. 저는 이 법들이 뉴욕이 앞으로 수 많은 인종, 문화,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환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법안이 효력을 갖게 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년 뉴욕 주민들은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이민 변호사 혹은 공인 이민 

대표들로 행세하는 사기꾼에 의해 희생됩니다. 이민 사기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구적인 미국 거주권 및 시민권의 거짓 약속, 자격이 없는 개인 또는 인증되지 않은 

법률 행세에 관련된 사람에 의한 이민 혜택 신청 준비, 무료인 이민 양식의 판매, 출입국 관리의 

허위 행세, 추방의 부당한 위협. 때때로, 피해자들은 너무 부정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중요한 

이민 기회를 영구적으로 놓치도록 이러한 사기꾼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형법에서 새로운 별개의 범죄, 새로운 법률도 해석 요구 사항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제1 및 제2도에서 이민 지원 사기를 생성 간판과 광고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직책의 사용을 

금지하고, 기존의 소비자 보호법 위반에 대한 금전법 처벌을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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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지원 사기는 미국에서 보고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연방 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 따르면, 2013년 미국에서 890건 이상의 이민 서비스가 있었으며 그 중 100건은 뉴욕 

주 미국이민자 핫라인과 FTC를 통해 접수된 뉴욕 주에서 제기된 건이었습니다. 정부 관리들과 이민 

옹호자들은 의회에서 연방 정부의 포괄적인 이민 개혁에 관한 논쟁을 갱신하면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새로운 법은 또한 국내 최초 이민 통합 사무실인 새로운 미국이민자를 위한 뉴욕 주 사무실을 위한 

특정 법적 권한을 설정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민 인구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2013년에 사무실을 개설했습니다. 운영 첫 2년 동안, 사무실은 27개의 지역 기반 기회 센터와 다중 

언어 핫라인(800-566-7636)을 통해 67,000명 이상을 도왔습니다. 기회 센터는 미국이민자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귀화 미국인이 되는 과정에서 그들을 돕고, 이민자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기반의 조직으로 훈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보호는 뉴욕 주에서 이민 지원 사기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포괄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사기에 대한 이민자 경고 다국어 공공 서비스 캠페인 시작; 

• 이민 지원 사기 불만 및 제공 서비스 조화를 조정하는 자원으로 뉴욕 주 미국이민자 

핫라인(800-566-7636)을 확장; 

• 도움을 무료 이민 법률 교육을 확장하여 지역 이민자 봉사 비영리 기관이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방 인증을 받도록 함; 

• 불만 추천을 통해 검찰 총장, 지구 변호사 사무실, 지방 정부의 소비자 담당 부서 및 연방 

정부 기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여 이민법의 불법 관행에 대한 강화 집행. 불만 신청인은 

이러한 경우에 이민 신분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새로운 법과 노력은 부정 공증인을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미국이민자들을 보호하는 2012년에 

채택 된 이전 주 규정에 기반한 이민 지원 사기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이 규정은 공증인들이 

정식으로 법 집행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은 변호사의 허가나 이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외국어로 된 용어를 사용하여 그들의 서비스를 거짓으로 표현하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무 장관의 자격으로, Cuomo 주지사는 성공적으로 조사하고 이민자 사취하는 회사를 기소하도록 

일반 시민 권리를 활용하였고 이민 사기를 퇴치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는 또한 주의 이민자 

인구를 대신하여 2,3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법원의 판단과 타협을 확보했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법률과 결합하여, 검찰은 지금 조사하고 이민 지원 사기를 기소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도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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